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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195 K
OMB 0970-0154

만료일: 2023년 9월 30일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

I. 발신자 정보: (발신자 작성) 날짜: 

*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 명령서/통지서(IWO)
* 일시불 급여에 적용되는 일회성 명령서/통지서

* 수정 IWO
* IWO의 종료

* 아동 부양 집행(CSE) 기관 * 법원 * 변호사 * 사적 개인/단체 (하나에 체크하세요)
참고: 이 IWO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IWO를 거부하고 발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IWO 지침 
www.acf.hhs.gov/css/resource/income-withholding-for-support-instructions 참조). 주 또는 부족 CSE 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부양 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부족/준주   송금 ID(지불과 함께) 
시/카운티/구역/부족  명령 ID 
사적 개인/단체  사건 ID 

II. 고용주 및 사건 정보: (발신자가 작성)

내용: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 직원/채무자의 이름(성, 이름, 중간 이름)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주소 직원/채무자의 사회 보장 번호

직원/채무자의 생년월일

양육 당사자/채권자의 이름(성, 이름, 중간이름)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FEIN 
아동(들)의 이름(성, 이름, 중간 이름) 아동(들)의 생년월일   

III. 명령 사항: (발신자가 작성)
이 문서는 (주/부족)의 부양 명령에 기초합니다.
귀하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법에 따라 직원/채무자의 소득에서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 ( 당) 현재의 아동 부양료
$ ( 당) 연체한 아동 부양료 - 12주를 초과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당) 현재의 현금 의료 부양료
$ ( 당) 연체한 현금 의료 부양료
$ ( 당) 현재의 배우자 부양료
$ ( 당) 연체한 배우자 부양료
$   기타(명시할 것)  . 원천징수 
총액: $ ( 당).
III. 원천징수 금액: (발신자가 작성)
명령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급여 주기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급여 주기가 명령서의 급여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십시오.
$  주급 기간당 $  반달 급여 주기당(한 달에 2회)
$  격주 급여 주기당(2주마다) $  월별 급여 주기당
$  일시불 급여: 종료 명령을 받지 않는 한 기존 IWO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1995년 문서감축법(Pub. L. 104-13) 공공 부담 명세서: 이 정보 수집의 목적은 통일성과 표준화 구축입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을 위한 공공 신고에 걸리는 시간은 설명 검토,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유지, 수집된 정보 검토 
시간을 포함하여 응답 당 평균 2~5분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아동 부양 집행 프로그램 45 CFR 303.100에 따른 필수적인 정보 수집입니다. 현재 유효한 OMB 관리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1995년 문서감축법의 
요건에 따라 기관은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고용주 서비스 팀(employerservices@acf.hhs.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f.hhs.gov/css/form/income-withholding-support-iwo-form-instructions-sample
mailto:employerservices%40acf.hhs.gov?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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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FEIN:
직원/채무자 이름:  SSN: 
사건 ID: 명령 ID: 

V. 송금 정보: (“발신자에게 반송” 체크박스 이외에는 발신자가 작성합니다.)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주/부족)인 경우, 명령서/통지서 날짜인 로부터  이후의 첫 
급여 기간 이전에 원천 징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급여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송금합니다. 이 직원/채무자에 대해 
명령서의 부양료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명령에 대해 가처분 소득의 %를 원천 징수하십시오.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주/부족)이 아닌 경우,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속하는 관할 지역의 
원천 징수 한도, 시간 요건, 여러 아동의 부양료 사건/명령에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허용되는 고용주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
주별 원천 징수 한도는 www.acf.hhs.gov/css/resource/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 별 연락처, 지급 주소, 원천 징수 한도는 
www.acf.hhs.gov/sites/default/files/programs/css/tribal_agency_contacts_printable_pdf.pdf 또는 
www.bia.gov/tribalmap/DataDotGovSamples/tld_map.html에서 해당 부족에 연락해 보십시오.
귀하는  1)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CCPA)[15 USC §1673(b)]에서 허용하는 금액, 또는 2) 해당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주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법률이 허용하는 금액, 해당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부족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 
법이 허용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CCPA는 
www.dol.gov/sites/dolgov/files/WHD/legacy/files/garn01.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정보 섹션에 연체가 12주를 
초과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더 낮은 비율을 사용하여 CCPA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채무자에 대해 둘 이상의 IWO가 있고 연방, 주 또는 부족 원천 징수 한도로 인해 모든 IWO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모든 IWO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야 하며, 또한 연체 부양료보다 현재의 부양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비고용인인 경우, 이 IWO의 추가 정보 섹션에서 원천 징수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정보는 
www.acf.hhs.gov/css/resource/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California State Disbursement Unit (SDU/부족 명령 수취인)에
 P.O. Box 989067, West Sacramento, CA 95798-9067 (SDU/부족 수취인 주소)로 송금하십시오.
해당 금액과 함께 송금 ID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지불에 SDU/부족 명령 수취인의 이 로케이터 코드(locator code) 
를 포함시키십시오.
온라인 지불을 이용하거나 수표에 대한 주 요구 사항을 알아보려면, 주 지불금 관리 부서(SDU)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및 정보는 
www.acf.hhs.gov/css/resource/sdu-eft-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에게 반송(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작성). 해당 금액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섹션 466(b)(5) 및 (6)에 따라 
SDU로 전달되거나 부족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섹션 VI의 지불 참조). 해당 금액이 SDU/부족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이 IWO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IWO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주법 또는 부족법이 요구하는 경우:
판사/발급 공무원의 서명: 
판사/발급 공무원의 이름(정자체): 
판사/발급 공무원의 직위: 
서명일: 

직원/채무자가 이 명령을 발부한 주 또는 부족과 다른 주 또는 부족에서 일하는 경우, 이 IWO 사본을 해당 직원/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체크된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이 양식의 사본을 직원/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https://www.acf.hhs.gov/css/contact-information/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
https://www.acf.hhs.gov/css/training-technical-assistance/tribal-child-support-agency-contacts
https://www.bia.gov/bia/ois/tribal-leaders-directory/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legacy/files/garn01.pdf
https://www.acf.hhs.gov/css/contact-information/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
https://www.acf.hhs.gov/css/contact-information/sdu-eft-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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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FEIN:
직원/채무자 이름:  SSN: 
사건 ID: 명령 ID: 

VI.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를 위한 추가 정보: (발신자가 작성)

우선 사항: 부양료를 위한 원천 징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주법상의 다른 법적 절차보다 우선합니다(사회보장법 섹션 466(b)(7)). 
연방세가 부과되는 경우, 발신자에게 알리십시오.

지불: 귀하는 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아동 부양료를, 해당 소득이 직원/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을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일이내에(또는 주 법률이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주 지불금 관리 부서 또는 부족 CSE 기관에 보내야 
하며, 직원/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료를 원천징수한 날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각 직원/채무자의 금액 부분을 구별하여 명시하는 한, 
귀하는 두 명 이상의 직원/채무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아동 부양료 지불은 연방 
아동부양집행국(OCSE) 아동 부양 포털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일시불 급여: 상여금, 커미션, 퇴직금 등 해당 직원/채무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인 금액을 주 또는 부족 CSE 기관에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불 급여를 신고 및/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신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OCSE의 아동 부양 포털(ocsp.acf.hhs.gov/csp/)을 사용하여 일시불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직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연락처, 주소,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 부양료는 연방 OCSE 아동 부양 포털을 통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책임: 이 IWO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발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IWO의 지시에 따라 직원/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누적 금액과 주 또는 부족 법률/절차에서 정한 모든 처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별 금지: 이 IWO로 인해 직원/채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직원/채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 또는 부족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정보:

https://ocsp.acf.hhs.gov/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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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FEIN:
직원/채무자 이름:  SSN: 
사건 ID: 명령 ID: 

VII. 고용 종료 또는 소득 상태 알림: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작성)

이 직원/채무자가 귀하를 위해 일하지 않았거나, 귀하가 더 이상 이 직원/채무자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를 이 
양식을 아래 연락처 정보 섹션에 나열된 주소로 반송하거나 OCSE의 아동 부양 포털(ocsp.acf.hhs.gov/csp/)을 이용해 CSE 기관 
및/또는 발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새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 징수자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십시오.
�	이 사람은 이 고용주를 위해 일한 적도 없고 정기적인 소득을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소득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직원/채무자에 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종료 일자:  마지막으로 알려진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SDU/부족 수취인에 대한 마지막 지불 날짜:  마지막 지불 금액: 

새로운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 징수자의 이름: 

새로운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 징수자의 주소:

VIII. 연락처 정보: (발신자가 작성)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 (발신자 이름)에게 전화: , 

팩스:  ,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로 연락하십시오.  . 고용 종료/소득 상태 

통지서 및 기타 서신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발신자 주소).

직원/채무자에게: 직원/채무자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 (발신자 이름)에게 전화: , 

팩스: ,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로 연락하십시오. .

중요 사항: 이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가 직원/채무자와 공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암호화 요구 사항:
온라인 전송을 통해 이 양식을 전달할 때에는 데이터 보안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 부양 기관들은은 연방 
아동부양집행국이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 방법이 FIPS(연방 정보 처리 표준) 간행물 140-2(FIPS 
PUB 140-2)를 준수하는 경우, 암호화된 이메일 첨부 파일 등 다른 온라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IWO)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이 양식지우기

https://ocsp.acf.hhs.gov/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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